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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영구자석 여자기 구조의 발전기 설계와 전압제어

A Design and Voltage Control of a High Efficiency Generator with PM Exciter

조 영 준* ․ 이 동 희

(YeongJun Jo ․ Dong-Hee Lee)

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high efficient generator with PM(Permanent Magnet) exciter. The proposed PM exciter for 

the generator can produce a linear output voltage according to the engine speed. This output voltage is directly used to 

control the field current of the generator to adjust the generator output voltage. In the proposed generator system, since the 

field winding current can be supplied by the PM exciter, the generator can self-start without any battery or an external 

power supply due to the low residential flux. Furthermore, the operating efficiency of the generator is higher than a 

conventional winding exciter. The main problem of the proposed generator system, the field winding current controller has to 

be embedded inside the generator, and it rotates according to the generator shaft. In this paper, the proper embedded 

current controller is designed for the proposed generator system. Due to the embedded controller cannot be connected to the 

outside the generator controller, the measured instantaneous output voltage of the generator is transferred by the photo 

isolated communication using shaft aligned infrared transmitter and receiver to keep the constant generator output voltage. 

In this paper, 10kW, 380V engine generator with PM exciter and the embedded DAVR(Digital Automatic Voltage Regulator) 

are described. The proposed high efficiency generator is simulated and tes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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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전기는 마이크로그리드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가장 핵

심이 되는 요소로, 최근에는 비상발전기와 전력선이 연계되지 않

는 도서 지역 등에서 전력 공급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발전기의 출력전압은 발전기의 계자전류에 의한 계자자속과 

회전속도 및 발전기의 출력 부하에 의해 결정되는데, 발전기의 

회전속도는 출력전압의 주파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한 조속기(Governor)를 통해서 엔진

의 속도를 제어하게 된다[1-4]. 기존의 발전기는 발전기의 계자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권선형 여자기로 발전된 전압을 발전기

의 계자권선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적용하여 초기 발전기의 기동

에서 발전기의 잔류자속이 낮아서 자기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에 연결된 배터리로부터 권선형 여자기를 구동하여 이를 통

해 발전기를 자기동 시키게 된다. 따라서, 권선형 여자기를 사용

하는 시스템에서는 자기동을 위해서는 비상용 배터리를 같이 사

용하게 되고, 배터리의 관리와 유지보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권선형 여자기의 경우에는 여자기의 계자자속을 발전

기의 출력으로부터 공급받아 발생하고, 여자기의 전기자 출력을 

발전기의 계자권선의 전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구자석을 계

자자속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하여 운전 효율이 떨어지고, 여

자기의 계자자속 제어로 여자기의 출력전압을 제어하고, 여자기

의 출력전압이 다시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하며, 발전기의 계

자전류에 의해 발전기의 전압이 변동하는 시간 지연 요소가 커

서,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성이 다소 낮은 단점이 있다

[5-6]. 응답성을 개선하기 위해 영구자석을 계자로 사용하는 발

전기가 연구되었지만[7], 고효율에 비하여 발전기의 출력전압이 

속도와 부하에 따라 변동하게 되므로 별도의 컨버터가 필요한 단

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영구자석 여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자기의 

계자권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없고, 여자기의 출력전압은 발전

기의 운전 속도에 따라 일정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초기 기동에

서 엔진의 구동에 따라, 여자기의 출력 전압을 직접적으로 발전

기의 계자전류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전기의 낮은 잔류자

속으로 인한 초기 기동에서의 실패가 없고, 이로 인하여 별도의 

배터리 등에 의한 기동 전원이 불필요한 장점이 있다. 또한, 발전

기의 출력전압 제어를 위한 발전기 계자 전류의 제어가 여자기의 

출력전압의 PWM(Pulse Width Modulation) 제어를 통해 직접 

이루어지므로, 발전기의 출력전압 응답이 매우 빠르고 이로 인하

여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성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영

구자석 여자기를 사용하게 되면, 발전기의 전압 제어를 위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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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의 권선형 계자구조의 여자기를 가지는 발전기

(a) Conventional generator with the field wounded exciter

(b) 제안된 영구자석 여자기를 가지는 발전기

(b) Proposed generator with permanent magnet exciter

그림 1 발전기의 기본 구성

Fig. 1 The basic configurations of generator

자전류 제어부가 발전기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계자전류 제어부가 발전기와 같이 회전하게 되므로, 발전기의 전

압을 측정하여, 계자전류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기의 설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10kW, 380V 출력의 엔진구동 발전기에서 발전

기의 계자제어를 위한 영구자석 여자기를 설계하고, 발전기 내부

에서 회전체에 부착되어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하는 EDAVR 

(Embedded Digital AVR)를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영구자석 

여자기는 10kW~900kW의 발전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코어를 

설계하여 다양한 발전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코일의 턴수를 조절하여 10 kW 발전기의 계자

전류 제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였다. 여자기의 출력전압은 설계

된 EDAVR 제어기에서 직류전압으로 변환되어, 발전기의 계자권

선에 흐르는 계자전류를 직접 제어하게 된다. 회전체에 부착된 

EDAVR의 신뢰성을 위하여 회전체에 원형 가이드를 설계하여 적

용하였다. 또한, 발전기의 외부에서 검출된 전압에 의한 계자전류 

제어 지령은 무선통신에 의해 내부 제어기로 전달된다. 간단한 

무선통신을 위해서 회전축의 중심에서 일치하는 적외선 송신부와 

수신부에 의해 발전기 출력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계자지령전류를 

전송하고, EDAVR은 회전하면서, 송신된 계자 지령 전류를 수신

하여, 내부에서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하게 된다. 제안된 시스

템에서 외부 제어기와 발전기의 회전체에 설치된 EDAVR 사이에 

적외선 통신은 매우 중요하므로, 적외선 통신의 안정성을 위하여 

높은 출력의 적외선 송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계자전류 지령

치의 전송에서 오류 검출 비트를 포함하여 내부 제어기에서 수신

된 계자전류 지령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순간적인 데이터의 오류 발생에서 발전기의 출력전압이 변동하지 

않도록, 계자전류 제어 주파수보다, 빠른 데이터 통신을 사용함으

로써 1~2회의 데이터 통신 오류에도 안정적인 발전기의 전압 제

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안된 고효율 발전기 제어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FEM 해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발전기 구동 실험을 수행

하였다. 

2. 제안된 고효율 영구자석 여자기형 발전기의 설계

2.1 발전기의 구조

그림 1은 권선형 계자구조의 여자기를 가지는 엔진발전기와 

제안된 영구자석 여자기를 가지는 엔진발전기의 구조와 제어부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발전기의 경우에는 주발전기의 

출력전압  를 제어하기 위한, 발전기의 계자전류는 여자기

의 출력전압  의 정류된 직류전압  에 의해 결정되며, 

계자전류  를 제어하기 위한 전압은 별도로 제어되지 않고, 여

자기의 출력전압의 변화에 따라 가변된다. 이때, 여자기의 출력전

압은 여자기의 계자전류  에 의해 제어되므로, 여자기의 계자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AVR(Automatic Voltage Regulator)에 의

해 발전기의 출력전압을 입력으로 하여, 여자기의 계자전류를 제

어하게 된다. 여자기의 계자전류는 여자기 출력전압을 변동시키

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발전기의 계자전압이 변화하여, 발전기 계

자전류의 크기가 제어된다.

기존의 발전기에서는 여자기의 출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

전기의 출력전력을 활용하여 여자기 계자전류를 공급해야 하므

로, 발전기의 효율이 낮아지고, 초기 기동상태에서는 여자기의 계

자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기의 출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

기기동을 위한 별도의 배터리 장치가 사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

한 배터리의 유지보수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발전기

의 출력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단계가 복잡하여, 발전기의 응답성

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림 1(b)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영구자석 여자기형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영구자석 여자기형 발전기는 주

발전기의 계자 전류  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자기의 출력전압을 

사용하지만, 여자기의 출력전압은 엔진의 속도에 따라 일정한 출

력전압을 발생하게 되므로, 발전기 내부에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DC-DC 컨버터를 내장하여 제어기로 사용하게 된

다. 영구자석 여자기의 경우에는 발전기의 계자전류원으로 발전

기의 출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발전기의 효율이 높고, 발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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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발전기의 제어 블록도

(a) Block diagram of a conventional generator control system

(b) 제안된 영구자석 여자기 발전기 블록도

(b)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PM exciter generator system

그림 2 발전기의 블록도

Fig. 2 Compared block diagrams of generators

그림 3 제안된 발전기의 전체 구조와 제어기

Fig. 3 Structure of the proposed generator with rotating 

controller(EDAVR)

계자전류를 직접제어하게 되므로 응답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하

지만, 발전기의 계자전류 제어기가 발전기 내부에서 같이 회전하

게 되므로, 제어기의 설계가 매우 어려우며, 외부의 발전전압 정

보를 회전축 내부의 제어기로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2는 기존의 발전기와 제안된 발전기의 전압제어 블록도

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a)는 기존 발전기의 전체 제어 

블록도이며, 그림 2(b)는 제안된 영구자석 여자기 발전기의 블록

도를 나타내고 있다. 발전기의 모델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기의 계자전류  에 따라, 시간 지연 상수  와 비례상수 

 로 표현되었다.

그림 2(a)과 그림 2(b)에서 발전기의 출력전압을 검출하는 검

출지연은 실제 발전기의 전압을 검출하여 RMS 값으로 변환하는 

시간 지연을 나타내고 있으며, 발전기의 출력전압을 제어하는 제

어부의 구조가 서로 상이하게 구성된다. 

기존 발전기의 경우에는 발전전압을 제어하기 위해 지령전압 

 와 검출된 발전기 전압  의 오차로부터, AVR 

(Automatic Voltage Regulator)에서 여자기의 출력전류  를 제

어하게 되고, 여자기의 출력전류  는 다시 여자기의 계자자속

을 발생시켜, 여자기의 교류 출력전압을 발생시킨다. 발생된 여자

기의 전압과 발전기의 계자저항 및 역기전력에 의해 발전기 계자

전류  가 결정되며, 이에 의해 발전기의 출력전압이 생성된다. 

따라서, 기존 발전기의 계자전류의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  

 ⋅            (1)

단,  ,  는 AVR의 비례이득과 시간지연 상수이며,  와 

 는 여자기의 비례상수와 시간 지연을 나타낸다. 

하지만, 영구자석 여자기 발전기의 경우에는 여자기의 발전지

연이 발생하지 않으며, 엔진의 속도에 따라 일정하게 발생하는 

전압으로부터 직접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하게 되므로, 다음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2)

따라서, 여자기에서 발생하는 시간지연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존의 발전기에 비해서 빠른 제어가 가능하며, 엔진의 속도에 

비례하는 고정된 여자기의 출력전압으로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직

접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안된 발전기에서 실제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하는 제어부는 발전기 내부에 구성되므

로, 제어의 지령치가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적외선 통신이나 무

선 통신의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무선 통신

의 경우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지만, 무선통신 데이터 전송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통신 시간지연이 발생하므로, 발전기 제어의 

응답성 개선의 장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어기의 시스템 구성이 

매우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현할 수 있

는 적외선 통신으로 2바이트의 지령 전류만을 송신함으로써, 내

부의 EDAVR(Embedded Digital AVR)에서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적용된 방식은 발전기 내부의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못하는 단방향 방식이지만, 구현이 간

단하고 시간지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림 3은 제안된 발전기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 발전기 부분은 기존의 발전기와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자기(Exciter)는 고정자 부분이 영구자석으로 구성되고, 

회전자가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자기의 전기자는 

내부 제어기(EDAVR)에서 직류로 변환되고, DC-DC 제어 회로에 

의해 발전기의 계자권선으로 연결된다. 이때, 내부 제어기의 회전 

중심축에는 적외선 수신부가 구성되어 발전기의 고정자 중심부에 

설치된 적외선 송신부에서 발전기 외부에서 검출된 발전전압과 

제어량을 적외선 송신부를 통해서 송신하면, 중심축에 일치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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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Generator Exciter

Rated Power 10kW 300W

Rated Voltage 380V 135V

Rated Speed 1,800rpm 1,800rpm

Structure 3Φ, 4 poles 3Φ, 8 poles

표    1 발전기와 여자기의 설계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generator and exciter

Parameters Generator Exciter

Outer diameter 330[mm] 200[mm]

Inner diameter 200[mm] 75[mm]

Stack length 100[mm] 60[mm]

Slot 48 24

표    2 발전기와 여자기의 기계적인 사양

Table 2 Mechanical Specifications of generator and exciter
  

(a) 설계한 발전기 자속분포도

(a) Flux distribution of the generator

(b) 설계한 여자기 자속 분포도

(b) Flux distribution of the exciter

그림 4 설계된 발전기와 여자기의 자속 분포도

Fig. 4 Structure of the proposed generator with rotating

신부에서 수신하여 내부 제어기에서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하

게 된다. 적외선 통신이 실패하게 되면, 발전기의 출력에 따른 지

령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의 보호를 위해서, 최소 

전류를 제어하도록 하였으며, 적외선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구적으로 적외선의 방사각과 수신각을 고려하여 설

계하였다.

2.2 발전기와 여자기의 설계

표 1은 발전기와 여자기의 설계 사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발전

기의 프레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형 발전기의 고정자 및 

회전자 프레임을 사용하여 설계하였고, 여자기는 발전기의 계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정격속도의 65%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사양을 구성하였다. 여자기의 출력은 엔진의 정격속도 1800 

[rpm]에서 135[V]의 출력전압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였다. 발전기 

내부의 제어기는 85[V] 이상의 입력전압에 대하여 동작하게 되

므로, 발전기가 정격속도의 약 63% 이상에서 구동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여자기는 10kW에서 900kW의 발전기에 

공용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정자와 회전자 코어를 설계하여, 

고정자의 코어와 회전자의 코어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고정자의 

영구자석은 용량에 따라 영구자석의 병렬개수를 스택의 길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전자의 턴-수는 발전기의 

용량에 따라 수정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발전기의 용량

에 따라 모든 여자기를 별도로 설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성능과 

효율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설계 후 적용단계에서 양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은 중대형(250~750 kW)를 기준

으로 여자기의 코어를 설계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설계된 발전기와 여자기의 자속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발전기는 10~50kW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어 

형상으로 제작되었으며, 발전기와 여자기는 정격 용량에서 자속

의 밀도가 높지 않고 포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2는 본 논문에서 적용된 발전기와 설계된 영구자석 여자기

의 기계적인 사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5는 정격속도에서 발

전기의 출력전압 형상과 여자기의 출력전압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림 5에서 발전기의 출력전압은 무부하에서 계자전류 4.5[A]에서 

정격전압을 출력하고 있고, 정격부하에서 계자전류 9.5[A]에서 

출력전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설계된 여자기는 제어기의 동작전

압을 고려하여 출력전압이 정격속도에서 150[V]의 직류 전압을 

계자 전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2.3 발전기 제어기와 EDAVR(Embedded Digital AVR)의 설계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설계한 발전기의 전체 제어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에서 발전기의 제어기는 발전기의 전압을 

검출하여 발전기 계자전류 지령을 발생하는 외부제어기와 여자기

의 출력전압을 직류로 변환하여 발전기의 내부에서 계자전류를 

직접제어하는 내부제어기(EDAVR)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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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발전기 출력 전압

(a) Analyzed generator voltage(rated load)

(b) 여자기 출력전압

(b) Analyzed exciter voltage

그림 5 제안된 발전기 FEM 해석 결과

Fig. 5 FEM analysis results of the proposed generator system

그림 6 제안된 발전기 시스템 블록도

Fig. 6 Control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generator system

간에는 단방향으로 적외선 통신에 의해 지령이 전송된다. 외부제

어기는 발전기의 모델에 따라, 무부하 계자전류와 최대 계자전류

와의 범위내에서 발전기의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지령전류 


를 안티와인드업 PI 제어기로 구성하였다. 발전기의 내부 제어

기는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여자기의 출력전압을 

직류 링크단 전압으로 변경하기 위해 다이오드 정류기와 커패시

터로 구성하고, 계자전류를 제어하는 전력변환부는 2개의 IGBT

로 병렬 제어하도록 구성하였다. 10[kW] 발전기의 경우에는 계

자전류가 낮아서 하나의 IGBT로 제어가 가능하지만, 대용량의 

발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자전류 제어 범위가 100[A]까지 가

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주 제어기는 TI(Texas Instrument)사의 

TMS320F28052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외부 제어기에서 수신하는 

지령전류와, 내부 데이터의 모니터링을 위해 별도의 무선 통신부

를 구성하기 위해, SCI(Serial Communication Interface) 채널이 

많은 프로세서로 설계하였다.

발전기의 계자전류는 Alegromicrosystmes사의 ACS758로 제

어기상에서 0~100[A]의 전류를 직접 검출하도록 하였으며, 여자

기의 출력전압은 제어기에서 검출하여 계자전류를 제어하는 계자

전압을 발생하기 위해 PWM(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으로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하도록 구성하였다.

제어기의 제어전원은 여자기의 출력으로부터 생성되며, 이를 

위해 SMPS가 적용되었는데, 내부 제어기가 정상적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85[V] 이상의 여자기 출력이 요구되며, 초기 기동상태

에서는 내부 제어기가 동작하지 않고, SMPS 출력이 전력변환부

의 게이트 구동전압 이상이 되고, 여자기 출력에 의한 직류 링크

단 전압이 120[V] 이상이 되었을 때, 제어상태로 변환되어 발전

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하도록 설계하였다.

계자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지령전압은 PI 제어기로 구성하였

으며, 지령전압은 외부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지령전류 
 와 발

전기 내부에서 검출된 계자전류  와의 오차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3)

  
                                     (4)

단,  는 비례이득,  는 적분이득,  는 안티와인드업 제어

기 이득을 나타내고 있다. 내부 제어기에 설계된 지그비 무선통

신 모듈은 내부 제어기의 상태와 여자기의 출력전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계되었으며, 실제 제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다. 내부 제어기는 50[㎲]의 샘플링 시간으로 동작하며, PWM 주

기는 100[㎲]로 하여, 계자전류를 제어하는 스위칭 주파수는 10

[㎑]로 설계 되었다.

3. 실험결과

제안된 영구자석 여자기 발전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설계된 발전기의 실험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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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부하시 발전기 출력 전압

(b) Generator output voltage(no load)

(b) 정격 부하시 발전기 출력전압

(b) Generator output voltage(rated load) 

(c) 발전기 전압의 FFT 분석

(c) FFT analysis of the generator voltage

그림 10 정상 상태에서의 실험 결과

Fig. 10 Experimental result at the steady-state

그림 7 실험 환경

Fig. 7 Experimental configuration

그림 8 설계한 EDAVR

Fig. 8 Designed EDAVR

그림 9 발전기 시동시 실험결과

Fig. 9 Experimental result at the starting of the generator

그림 7에서 엔진 구동을 대신하여 11[kW] 인버터 구동형 유

도기를 사용하여 정격속도까지 기동하여 발전기의 출력특성을 시

험하였다. 그림 7에서 발전기의 후단부에 설계된 영구자석 여자

기와 EDAVR이 설치되고, 적외선 수신부를 통하여 외부 제어기

의 지령전류를 수신하게 된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설계된 EDAVR을 나타내고 있다. 제안된 

EDAVR의 제어기는 TI(Texas Instruments)사의 TMS320F2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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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급격한 부하 증가시 출력전압 특성

(a) Experimental result at a sudden load injection

(b) 급격한 부하 감소시 출력전압 특성

(b) Experimental resutls at a sudden load rejection

그림 11 급격한 부하 변동시 실험 결과(75%)

Fig. 11 Experimental result at the sudden load variation(75%)

그림 12 부하에 따른 측정 효율 및 전압

Fig. 12 Efficiency and voltage according to the load

를 사용하였고, 0~100[A]의 전류 검출이 가능한 전류센서와 2개

의 IGBT를 병렬회로로 구성한 발전기 계자전류 제어기로 설계하

였다. 여자기의 출력전압은 직류로 변환하였을 때, 리플이 크기 

않기 때문에 직류링크단 커패시터는 330[㎌] 커패시터를 사용하

여 설계하였다.

그림 9는 발전기의 기동 특성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림 9에서 T1에서 발전기 내부의 여자기 발전전압에 의해 

EDAVR이 기동을 하여 내부에서 설정된 최소 계자전류로 발전기

를 기동하게 되며, 발전기의 출력전압에 의해 T2 지점에서 외부

의 발전기 전압제어기가 동작하여 발전기 전압을 제어하는 제어 

신호를 EDAVR로 전송하여 제어를 하게 된다. T3는 발전기의 속

도가 정상상태 도달하였을 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에서, 내부 

여자기의 기동은 기동에 요구되는 지연시간을 고려하여 발전기의 

정격속도의 약 65%에서 기동하게 되며, 외부 배터리나 전원없이 

안정적으로 기동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은 정상상태에서 발전기의 출력전압과 출력전압의 

FFT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10에서 발전기의 출력은 안

정적으로 380[V]의 정격전압을 출력하고 있으며, FFT의 분석에

서 무부하 상태에서의 THD는 4.86%이고, 정격부하 상태에서의 

출력전압 THD는 4.35%를 나타내었다.

그림 11은 발전기의 부하 변동에 따른 응답특성의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에서 발전기의 발전기에 75%의 급격한 

부하변동을 하는 경우의 발전기 출력전압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에서 정격 75%의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해서 45[ms] 이

내에 안정적으로 발전기의 전압이 제어되고 있으며, 부하 변동의 

과도상태에서도 출력전압의 리플도 7% 이하로 제어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는 제안된 발전기 시스템의 부하에 따른 실측효율 및 

출력전압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에서 출력전압은 부하 변

동에도 380[V]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자기를 포함한 전체효율은 

85.2%로 기존의 권선형 여자기 시스템에 비해 약 2~5%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의 효율개선과 응답특성 개선을 위하여 

영구자석 여자기형 발전기를 설계하였으며, 제안된 발전기를 제

어하기 위한 EDAVR를 설계하여 그 특성을 시험하였다. 제안된 

발전기는 발전기 후단부에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전원으로 영구자석 여자기를 사용하였으며, 영구자석 여자기는 

엔진의 속도에 따라 일정한 발전전압이 발생하여 발전기의 계자

전류 제어 전원으로 사용하기 매우 적합하다. 또한, 발전기의 초

기 기동을 위한 별도의 전원이나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권

선형 여자기의 효율보다 매우 높아 전체 발전기의 효율이 개선되

는 장점이 있다. 제안된 발전기의 실험에서 발전기의 여자기는 

96%의 효율이고, 여자기를 포함한 전체 발전기 시스템의 효율은 

85.2%로 동작하였으며, 75%의 급속 부하 변동에 대하여 45[ms] 

이내의 과도시간과 7%이내의 순간 전압 변동률로 매우 높은 안

정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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